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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원자력발전을 통해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원전사후처리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다. 지식경제부에서는 원
전사후처리충당금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체계를 개발 중이다. 사용후핵연
료 관리비용은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영구처분 및 수송과 관련된 제반 비용을 포
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4개부지에 분산저장 되어있는 사용후핵연료를 해안에
위치한 가상의 중간저장시설과 그로부터 인접해 있는 영구처분시설을 대상으로 사
용후핵연료 수송물량을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CASK(Cost and logistics
Analysis program for Spent fuel transportation in Korea) 프로그램을 개발하
였다.
본 프로그램은 Visual Basic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Excel Sheet와 연동된
다. Excel Sheet를 통해 수송 물량 변화를 관찰하는데 편리하게 개발되었으며 수
송물량 및 수송단가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조를 갖추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프로그램 사용방법 및 프로그램 내부 변수에 대한 설명을
다루고 있으며, 프로그램을 이용한 예비계산을 수행하였다.
현재까지 개발된 CASK 프로그램은 버전 1.0에 해당되며, 추후 수송전략 및 수
송비용 변수에 대한 업데이트 및 프로그램 입력과 결과 데이터 출력 기능, 계산 편
의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선을 수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개발된 사용후핵연료 물량 예측프로그램 및 개발 중인 처분비용평가 프로그램과 연
계될 경우 국내 환경을 잘 고려한 수송비용 및 수송전략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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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KHNP (Korea Hydro and Nuclear Power Company) is collecting the
provisions for the management of spent fuels generated from the nuclear
power plants. MKE(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is developing an cost
estimation tool for the appropriateness of the provisions. The cost for the
spent fuel management includes the cost for an interim storage, the
transportation, and the permanent disposal of the spent fuels. The
CASK(Cost and logistics Analysis program for Spent fuel transportation in
Korea) program is developed to analyze logistics and transportation cost of
the spent fuels. And the total amount of PWR spent fuels stored in four
nuclear plant sites, a centralized interim storage facility near coast and a
permanent disposal facility near the interim storage facility are considered
in this program.
The CASK program is developed by using Visual Basic langage and
coupled with an excel sheet. The excel sheet shows a change of logistics
and transportation cost. Also transportation unit cost is easily changed in
the excel sheet. The scopes of the report are explanation of parameters in
the CASK program and a preliminary calculation.
We have developed the CASK version 1.0 so far, and will update its
parameters in transportation cost and transportation scenario. Also we will
incorporate it into the program which is used for the projection of spent
fuels from the nuclear power plants. Finally, it is expected that the CASK
program could be a part of the cost estimation tools which are under
development at KAERI. And this program will be a very useful tool for the
establishment of transportation scenario and transportation cost in Korean
si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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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원자력발전을 통해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수
력원자력(주)이 원전사후처리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다. 재원 마련을 위한 비용은 전기사업
법에 근거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산업자원부령 제279호(2005. 5)에 의해 기존의 충당금 산
식을 개정하였으며, 이 산식은 5년마다 주기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에서는 원전사후처리충당금이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체
계를 개발 중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비용은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영구처분 및 수송과
관련된 제반 비용을 포함한다. 사용후핵연료의 수송비용 평가에 있어 핵심 기술은 적절한
수송 로지스틱스 분석과 합리적인 단위 비용을 확보하는 것이다[1, 2]. 사용후핵연료 수송
경험이 매우 부족한 국내 실정을 고려하여[3],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경희대학교와 함께 프랑
스 AREVA TN사와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핵심기술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수송비용 평가에 필요한 최소한의 선결사항에 대한 연구가 국내 실정에 맞추어 한국원자력
연구원에서 수행되었다[4].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선결요건으로써 사용후핵연료 발생 예측량, 수송방법, 해상수
송 시 경로 분석, 수송시스템 개념들을 결정하여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선결요건은 원자력
발전소 운전기간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발생 예측량 변화, 가상 중간저장시설 및 영구처분
시설 조건의 변화, 수송방법의 변화와 같은 여러 가지 변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특히 우
리나라와 같이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결요건 변화에 따른
수송비용을 평가한다는 것은 매우 번거롭고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 보고자 선결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변수에 대하여 수
송비용계산 및 수송전략분석을 쉽게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보고서에
서는 사용후핵연료 수송전략 및 수송비용평가 프로그램에 바탕이 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프랑스 AREVA TN의 공동연구 자료를 정리하고, 프로그램 활용을 예제를 통하여 설명하
였다. 수송비용계산 및 수송전략분석은 MS Excel 프로그램에 바탕을 두었으며 Visual
Basic을 이용하여 사용자와의 인터페이스를 구축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다양한 사용후
핵연료 수송 시나리오에 대해 수송비용 및 각 수송단계에서의 수송물량을 보여주고 있어
여러 가지 수송시나리오에 대한 비교 분석이 가능하므로, 특히 사용후핵연료 수송전략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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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사용후핵연료 수송비용 평가를 위한
선결요건

제 1 절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및 누적량

1. 국내 원전수급 계획
국내에는 현재 가압경수로 16기와 중수로 4기가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정부에서 확정
고시한 2020년까지의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6]을 반영하면, 2010년부터 1,000 MW급 원
자로가 4기, 1,400 MW급 원자로가 4기, 즉, 향후 2020년까지 8기의 원전이 추가 건설될
예정으로 있어, 총 28기의 원전이 가동될 예정이다.

2. 국내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추이
국내 원전에서 발생된 사용후핵연료 누적량은 2006년 12월말 기준 약 8,670 톤에 이르
며, 원자력발전소 내 저장조에서 임시 관리되고 있다. 산자부에서 확정고시한 제3차 전력수
급기본계획[6]에 따르면 2020년에는 28기의 원전이 운영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들 원전에서
발생될 사용후핵연료는 총 36,000톤(PWR 20,000톤, PHWR 16,000톤)으로 예상된다. 또
한 최근 논의되고 있는 60년 계속 운전 시 그 발생량은 약 53,000톤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
이다[7]. 다음 그림 1, 2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된 사용후핵연료 물량 예측 프로그램
의 연평균방출량 모델을 이용하여 28기의 원자력발전소의 운전기간을 60년으로 고려하였
을 때의 추정 사용후핵연료 누적량 및 발생량 계산결과 그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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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60년 운전기준 총 사용후핵연료 누적량 추이

그림 2. 60년 운전기준 총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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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현황
현재 국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는 각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습식 및 건식
방법으로 임시 저장되고 있다. 각 원자력발전소 부지마다 2016년까지 발생되는 사용후핵연
료를 저장하기 위해 이미 저장조의 용량을 확장 하였거나, 확장 예정 중에 있다. 각 원자력
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포화년도(2006년 12월 기
준)
부지

저장용량

저장

저장가능년도

확장량

저장용량

저장가능년도

고리

2,253

1,562

2016

0

2,253

2016

영광

2,218

1,357

2008

466

2,684

2016

울진

1,642

1,054

2008

685

2,327

2016

월성

5,980

4,697

2008

3,175

9,155

2016

제 2 절 사용후핵연료 수송방법
사용후핵연료는 자체에서 발생되는 매우 강한 방사선과 열 때문에 전용 수송용기에 넣
어 수송이 이루어진다. 강한 방사선 차폐를 위하여 수송용기는 매우 두꺼운 차폐재를 이용
하여 제작되기 때문에 매우 무거워 사용후핵연료 수송을 어렵게 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수송은 전용 선박을 이용한 수상수송과 철도나 전용차량을 이용한 육로수송을 위해 이루어
지고 있다.

1. 중간저장부지 및 최종처분장 부지 위치에 대한 가정
그림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내 원자력발전소 부지는 모두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시설 혹은 영구처분 시설도 해안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
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캐스크의 무게가 대부분 100톤을
상회하고 있어, 교량 등이 많은 국내 도로 여건상 육로 수송은 매우 짧은 거리를 제외하고
는 고려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발전소부지로부터 중간저장시설까지는 선박
을 이용한 해상수송을, 중간저장시설에서 영구처분시설까지는 차량을 이용한 육로 수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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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하였다.

그림 3. 국내 원자력 발전소 부지 및 예상 원전 현황

2. 수송수단
사용후핵연료 수송방법은 대표적으로 해상수송과 육로수송이다. 이에 가능한 수송 선박
과 전용 차량을 검토하였다. 해상 수송을 위한 선박으로는 INF-2 혹은 INF-3 급 선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INF-2 선박의 경우 총 방사능이 2 × 105 TBq 이하의 플루토
늄을 수송할 수 있으며, 따라서 1회 수송가능한 수송용기 개수는 사용후핵연료 내 방사능
준위에 의해 결정된다. INF-3 선박의 경우 방사능 제한은 없어, 많은 용기를 1회에 수송할
수 있으나 선박의 가격이 높다. PNTL사가 보유하고 있는 INF-3 선박을 그림 4에 나타내
었다. 육지수송을 위한 차량의 경우 프랑스 원자력발전소로부터 재처리 공장으로 사용후핵
연료 수송을 위해 사용하는 차량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육로 수송 시 1개의 수송용
기를 수송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전형적인 차량의 크기는 길이 24 m, 높이 4.7 m, 폭 3.1
m 이며, 최대 적재 중량은 175톤이다. 그림 5는 프랑스의 차량을 나타내었다.

- 5 -

그림 4. 사용후핵연료 해상수송 선박 INF-3 (PNTL 소유)

그림 5. 사용후핵연료 육로 수송을 위한 차량 개념도

3. 수송용기
한국원자력연구원과 TN Int의 공동연구(Korea Spent Fuel Logistics Study, 2007)에
의해 가장 적합한 수송 및 저장 용기는 TN24XLH로 분석되었다. TN24TM 수송/저장 겸
용 용기 계열은 유럽, 미국, 일본에서 가장 고성능 다목적 시스템으로 인식되고 있다. TN24TM
계열 용기는 용도에 따라 18개 종류가 있으며, 130개 이상의 용기가 제작되었다(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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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TN24 계열 용기 종류 및 사용국가

TN24용기는 주요 구성요소로는 실린더형 용기 몸체, 핵연료 바스켓, 1차 뚜껑과 2차
뚜껑, 수송을 위한 용기 전용 2개의 충격 흡수판, 저장을 위한 1개의 충돌방지 판이 있다.
이 용기는 IAEA B Type 요구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다음 그림 7, 8은 수송 및 저장용
TN24XLH 용기 형상이다.

그림 7. TN24XLH 수송용기 형상

그림 8. TN24XLH 저장용기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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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수송비용 및 물량 분석 프로그램 개발
수송비용 평가에 있어 핵심 기술은 적절한 수송전략 수립과 합리적인 단위 비용을 확보
하는 것이다. 적절한 수송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소 운전기간에 따른 사용후핵
연료 발생 예측량 변화, 가상 중간저장시설 및 영구처분시설 조건의 변화, 수송방법의 변화
와 같은 여러 가지 변수에 따른 영향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수송비용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이 결정되지 않은 국내 실정에 따라 다양한 수송시나리오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필요로 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한국원자력연구원 및 경희대학교와 프랑스 AREVA TN이 공동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단위 비용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발전소의 40년, 50년,
60년 운전에 대한 사용후핵연료 예상 발생량을 연평균 사용후핵연료 방출 모델을 적용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중간저장시설로의 수송 및 최종처분장까지의 수송을 3단계로 사용자가
수송기간 및 수송물량을 입력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어 여러 가지 예상되는 수송시나리오
를 구현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Excel과 Visual Basic을 이용하여 만들어 졌다. Visual Basic으로 만들어
진 입출력 폼(Form)을 통하여 사용자가 수송기간 및 수송물량을 입력받고, 입력받은 내용
을 바탕으로 Excel에서 수송비용 및 수송시나리오를 계산하여 Visual Basic 폼에서 발전
소부지단계, 중간저장단계, 최종처분장단계의 사용후핵연료 누적물량을 그래프로 표현하고
수송비용을 계산하여 표로 나타낸다. 또한 결과 값을 Excel로 저장할 수 있어 여러 수송전
략에 따른 계산 결과를 쉽게 비교 할 수 있게 하였다.

제 1절 사용후핵연료 세부 수송비용
1. 수송용기 비용
본 프로그램에서 고려하고 있는 TN24XLH 수송용기는 INF-2 선박을 이용할 경우 총
12개의 용기가 필요하다. 12개의 용기는 해상수송을 위해 10개, 육상수송을 위해 2개로 배
분된다[5]. 수송용기의 수명은 40년이며 총 수송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2배의 수송용기가
소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개의 수송용기 비용은 5,000,000 $이며, 수송기간 동안 INF-2
선박을 이용할 경우 총 24개의 용기와 120,000,000 $의 수송용기 비용이 필요하다. 다음
그림 9는 TN-24용기 세부비용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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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Casks and tools costs

Yoke는 선박에서 수송용기를 육상수송 수단으로 적재할 때 쓰이는 부대시설물로 적재
당 약 150,000 $의 비용이 소모된다. 수송으로 인한 Yoke 이용은 3회이며 각 회수 당 비용
이 소모된다. 크레인과 기중기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Yoke는 수송용기 교체 시 같이 교
체된다.

2. 육상수송 비용
다음 그림 10은 육상수송을 위한 트랙터(Tractor)와 트레일러(Trailer)의 2004년 기준
비용이다. 트랙터의 운영수명은 20년으로 총 수송기간동안 3번의 교체가 필요할 것으로 예
상된다.

- 9 -

그림 10. 육상수송을 위한 세부비용

중간저장부지와 최종처분장까지 거리를 30 km 이내로 가정하고 있으며, 정비 기간등의
이유로 한 대의 여분을 고려하였다.

3. 선박수송 비용
해상을 이용한 선박수송은 방사성물질 수송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엄격한 규제 하에 이
루어져야만 한다. 따라서 규제 기관에 의해 인증을 받은 선박을 보유한 선박회사가 필요하
다. 년 간 수송물량에 따라 선박의 운항 회수가 결정되며, 선박으로는 INF-2, INF-3 선박
을 고려하였다.
선박운항을 위한 연료소모는 중요한 변수로서 해상에서 약 20 tons/day, 부두에서 5
tons/day 정도가 소모된다. 그러나 연료의 가격 변동으로 비용을 정확히 정하기는 어렵고
계산 시기에 따라서 가격을 갱신 시켜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선박에 사용되는 연료는 180
IFO fuel, 380 IFO fuel, 디젤유 3가지 형태로 www.bunkerworld.com/markets/prices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선박 임대 기간은 보수적으로 총 15일, 왕복으로는 30일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나, 선
박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에 따라 기간은 크게 변화 될 수 있다. 선박비용은 임대비용, 접근
성, 필요 날짜와 제한 날짜, 운항비용, 연료소모 등을 포함하여 INF-2급의 경우 하루에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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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 $정도가 예상된다. INF-2 선박을 제작하는 비용은 15,000,000 $에서 30,000,000
$정도가 소모된다. INF-3 선박의 예상 경비는 INF-2급에 5배정도 이다. INF-3 선박은
한번에 수송용기 TN-24XLH를 20개씩 적재할 수 있기 때문에 20개 이상의 수송용기가
필요하여 수송용기 비용의 증가를 가져온다. 한편으로는 INF-2급보다 적은 운항회수로 선
박운항 비용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 다음 그림 11은 INF-2, INF-3 선박의 일반적인 운
항비용 내역이다.

그림 11. INF-2, INF-3 선박 일반적 운항비용

제 2 절 수송 시나리오 입력 및 분석
1. 원자력발전소 운전수명 결정
국내 4개 부지의 원자력발전소로부터 생산되는 사용후핵연료 총 누적량은 원자력발전
소의 운전수명에 의해 변화된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그림 12와 같이 4개의 원자력발전소
부지를 각 각 선택할 수 있다. 원자력발전소 부지를 선택한 후에는 그림 13과 같이 발전소
의 운전 수명을 40년, 50년, 60년으로 선택할 수 있다. 선택된 원전 수명에 따라 연평균 방
출량 모델을 이용한 추정 사용후핵연료 누적량이 계산되며, 그 결과는 Excel sheet와 프로
그램에 동시에 기록된다. 연평균 방출량 모델 식은 아래와 같다.

연평균 방출량 모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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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tU]

 는 부지별 최종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을 의미하며, m은 각 부지별 원자력발전소 호


기 수,   는 부지내 j호기의 2003년도까지의 사용후핵연료 실제 누적량,  는 j호기의


연평균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는 로심내 핵연료 총 장전량, n은 2004년부터 폐로시까지
의 운전년도를 의미한다.

그림 12. CASK 프로그램 시작화면

그림 13. 원자력발전소 운전수명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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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용후핵연료 누적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림 14와 같이 Excel(data.xls) 파일
에 직접 총 누적량을 입력해 사용 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원전수명 40년, 50년, 60년 중
특정 사용후핵연료 누적량과 가장 비슷한 운전기간을 선택한 후 엑셀에 입력되어 있는 총
사용후핵연료 누적량을 특정 사용후핵연료 누적량 값으로 재입력 시켜 계산할 수 있다. 하
지만 결과 값에 오차가 발생 하므로 수송 시나리오 분석 결과의 오차를 감안해야 한다.

그림 14. Excel sheet의 사용후핵연료 총 발생량 입력 셀(cell)

2. 발전소에서 중간저장시설까지의 수송시나리오
그림 15와 같이 발전소에서 중간저장 시설로의 수송 전략은 최대 3단계까지 수립할 수
있게 제공되고 있다. 수송전략은 수송기간과 기간 내의 수송물량을 입력하여 준다. 이 후,
프로그램은 단계별 연간수송물량을 Excel에서 계산하여 수송기간 아래에 표시한다. 수송기
간은 수송시작 년도와 수송종료 년도를 입력하며, 수송 종료 년도는 2099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각 단계별 사용후핵연료 수송물량의 합과 원자력발전소 운전수명에 따른 총 사용
후핵연료 누적량의 차가 3단계 수송물량 입력 셀 아래 계산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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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발전소부지-중간저장시설 수송시나리오 입력

3. 중간부지시설로부터 최종처분장까지의 수송 시나리오
그림 16과 같이 중간저장시설에서 최종처분장까지의 수송 전략은 최대 3단계까지 수립
할 수 있게 제공되고 있다. 수송전략은 수송기간과 기간 내의 수송물량을 입력하여 준다.
이 후, 프로그램은 단계별 연간수송물량을 Excel에서 계산하여 수송기간 아래에 표시한다.
각 단계별 사용후핵연료 수송물량의 합과 원자력발전소 운전수명에 따른 총 사용후핵연료
누적량의 차를 “Rest" 셀에 보여주어 사용자가 수송전략을 입력하는데 참고하도록 하였다.

그림 16. 중간저장시설-최종처분장 수송시나리오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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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송시나리오에 대한 수송물량 분석과 수송비용 계산
수송 시나리오를 모두 수립한 후, 그림 16의 “Run”버튼을 클릭하면 사용자의 수송시나
리오에 대한 수송물량 및 수송비용이 계산된다. 발전소 부지의 7년 이상 냉각된 사용후핵
연료의 누적량 및 발생량, 중간저장부지의 사용후핵연료 누적량 및 수송량, 최종처분장의
사용후핵연료 누적량 및 수송량을 그림 17과 같이 그래프로 제공하고, 좌측에 연간 선박운
항회수와 육상수송회수를 계산하여 제공한다. 제공된 그래프는 마우스로 클릭시 각 년도별
사용후핵연료량을 텍스트로 나타낸다. 만약 전 수송기간에 걸쳐서 발전소 부지, 중간저장시
설, 최종처분장의 사용후핵연료 누적량이 음의 값을 가진다면, 사용자는 “Back” 버튼을 클
릭하여 전 단계에서 수송시나리오를 수정해야만 한다. 또한 발전소부지내의 사용후핵연료
누적량이 임시저장시설의 용량을 초과 한다면 “Back" 버튼을 클릭으로 전 단계로 이동하
여 수송시나리오를 수정해야만 한다.

그림 17. 수송시나리오 수송물량 분석 결과 그래프

전체적인 수송물량에 대한 분석을 마친 후 그림 17의 “Cost Sum"버튼을 클릭하면 그
림 18과 같이 부지별 수송비용을 계산하여 보여준다. 수송비용은 원자력발전소 부지별 계
산 결과이며, 해상수송 및 육로수송에 의한 자세한 수송비용을 제공한다. 총 부지별 수송비
용은 INF-2, INF-3 선박에 대한 계산 결과를 제공한다. 세부 단위 수송비용은 그림 19와
같이 Excel Sheet에 저장되어 있으며, 변동되는 가격이나 비용을 수정하여 입력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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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부지별 수송비용 계산 결과

그림 19. 단위 수송비용 Excel Sheet

5. 국내 4개 원자력발전소 통합 사용후핵연료 물량 분석
각 부지별 수송 시나리오를 입력한 후 사용후핵연료 물량 분석을 마친 후에 그림 20의
“Next site"버튼을 클릭하면, 프로그램 처음 화면이 다시 나타난다. 시나리오 입력이 완료
된 발전소 부지는 선택버튼 이름에 ”(M)" 이 추가되고 이후에도 수정이 가능하다. 이와 같
은 절차를 반복하여 4개부지의 시나리오 입력이 모두 완료되게 되면 그림 21과 같이
“Next site" 버튼이 ”Done" 버튼으로 바뀌게 된다. “Done" 버튼을 클릭하면 그림 21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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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프와 같이 4개 부지에서 발생된 사용후핵연료가 중간저장 시설 및 최종처분장에 누적되
는 물량을 년도에 따라 보여 준다.

그림 20. 각 부지별 수송시나리오 완료 화면

그림 21. 전체 부지 수송시나리오 완료

총 중간저장시설에서의 연도별 사용후핵연료 누적량 결과를 중간저장시설의 허용 용량
과 비교하고, 만약 중간저장시설의 허용용량을 초과하게 되면 각 부지별 수송 시나리오를
조정함으로써 최종적인 시라리오 분석을 마무리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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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예비계산
본 절에서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중간저장시설의 최저용량을 구해보고자 하였다.

1. 예비 계산을 위한 가정
국내 4개 원자력발전소 부지의 총 24개 PWR형 원자력발전소 중, 20기의 원자력발전소
발전수명을 50년으로 가정하고, 4기의 APR-1400의 수명은 60년으로 가정한다. 수송대상
사용후핵연료는 PWR 사용후핵연료로 제한하며 수송용기는 TN-24용기를 채택하였다. 사
용후핵연료는 발전소의 임시저장시설에서 7년간 냉각된 후, 중앙집중식 중간저장시설로 해
상수송 후 30년간 냉각되고, 이 후, 최종처분장까지의 육로수송 하여 영구 처분 한다. 각 발
전소 부지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용량은 2016년에 포화되며, 중간저장시설은 2016년부
터, 최종처분장은 2066년부터 각각 운영된다고 가정한다.

2. 수송시나리오 분석
중간저장시설의 시설용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 발전소 부지의 임시저장용량이 초과
되는 2016년을 기준으로 초과되는 사용후핵연료량을 중간저장 시설로 수송하도록 하였다.
단 월성과 같은 경우 임시저장용량을 1000 MtU으로 가정하였다. 2016년을 기준으로 초과
되는 양을 계산하기 위해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연간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을 참조하였다.
예를 들어 고리 1호기 같은 경우 다음 그림 22와 같이 발생량에 대한 변화가 약 3단계로
나뉘고 있다. 약 2038년까지는 연간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이 약 154 MtU이며, 2063년까지
는 87 MtU, 2076년 까지는 50 MtU 정도가 된다.

그림 22. 50년 운전수명 기준 고리에서의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그래프

- 18 -

처분장의 운영기간은 50년이며, 중간저장시설에서 30년간 냉각된 사용후핵연료가 최종
처분장으로 운영기간 내에 수송되도록 하였다.

3. 계산결과 및 결론
중간부지에서 누적되는 사용후핵연료량은 2066년까지 증가하게 되며, 이후 최종처분장
으로의 물량 수송으로 인해 감소하게 된다. 계산에 따른 중간저장시설 최대 누적량은 그림
23과 같이 2065년에 18,303 MtU으로 계산되었다.

그림 23. 중간저장부지 사용후핵연료 누적량 계산 그래프

계산결과 중간저장시설의 용량은 최소 18,303 MtU 이상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점진적
인 확장에도 2065년 전 까지는 시설용량 확충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프로
그램을 통하여 계산된 시나리오에 대한 수송비용은 INF-2급 선박을 이용한다고 가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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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아래 표 2와 같이 약 16억$로 계산되었다.

표 2. 수송시나리오에 대한 수송비용 계산 결과
수송비용(INF-2) [$]
월 성

319,300,000

울 진

465,800,000

영 광

360,400,000

고 리

453,200,000

총

액

1,598,7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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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원자력발전을 통해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관리비용을 적절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한국 원
자력연구원은 사용후핵연료 수송비용 평가 기술을 프랑스 AREVA TN사와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4개 부지의 24개 PWR형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물량을 동시에 고려하여 각 수송단계별 사용후핵
연료의 물량 변화를 예측하고 여러 가지 수송시나리오에 대한 수송비용을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 (CASK)을 개발하였다.
CASK 프로그램의 사용후핵연료 수송 구조는 발전소 부지에서 가상의 중간저장시설
까지는 해상수송을 이용하며, 중간저장시설에서 영구처분장까지는 육로수송을 이용하는 것
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용자는 CASK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GUI를 통하여 쉽게 각 부지의
원자력발전소 수명, 수송전략을 입력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은 입력된 수송전략에 대한 수
송비용 및 수송단계별 물량변화를 계산하여 보여준다. 변화된 수송 단가는 프로그램과 연
동되는 Excel의 수송단가 Sheet에서 쉽게 수정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CASK 프로그
램에 대한 설명과 예비계산을 수행하였다. 예비계산은 운전수명 50년(APR-1400 : 60년)을
가정한 국내 4개 부지의 PWR형 원자력발전소를 대상으로 하여 가상의 중앙집중식 중간저
장시설의 최소용량을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사용후핵연료 수송은 발전소내 임시저
장시설이 포화되는 2016년부터 시작하며, 영구처분장은 2066년부터 운전을 개시하는 것으
로 가정하였다. 중간저장시설의 최소 용량을 구하기 위해 2016년부터 발생하는 예측 사용
후핵연료 연간 발생량을 CASK 프로그램으로 확인하고 발전소 부지의 임시저장용량을
2016년 시의 용량으로 유지하는 3차에 걸친 수송전략을 입력하였다. 계산 결과 중간저장
시설의 최소 용량은 약 18,303 MtU으로 계산 되었으며 이에 대한 INF-2급 수송선박을 이
용한 수송비용은 약 16억 $로 추정 되었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사용후핵연료 수송시스템 수송비용 계산 프로그램 (CASK2.0)은
국내 총 4개부지의 PWR 사용후핵연료의 수송전략을 동시에 고려하여 수송비용을 추정할
수 있고 차후 변경될 수송전략 및 수송단가를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조를
가지고 있어 앞으로 수송비용의 추정 및 최적화, 수송정책 결정에 긴요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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